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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STEM+A에 중점
학급당 학생 수 8-12명
차별화된 교육 및 평가 방법
개별 지원

풀포드 아카데미 소개
풀포드 아카데미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브로크빌에 위치한 사립
남녀공학 통학/기숙학교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의 유명한
1000개의 섬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 설립된
풀포드 아카데미는 6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하며,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학위(OSSD)를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차별화된 교육, 집중적인 언어 지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미학, 건축 및 예술(STEM +A)에 중점을 둔 풀포드
아카데미의 독특한 커리큘럼은 글로벌 교육 기관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입학을 보장합니다.

핵심 가치
용기
존경
지혜

학업
우리는 교실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한 견해를 유지합니다.
교사들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정합니다.
풀포드 아카데미 교사들은 흥미롭고, 대개 제약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과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선호에
대응합니다. 교사들은 처음부터 커리큘럼에 대한 기대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학생들이
각자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합니다. 우리는
실생활의 문제 해결 및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분야의
통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복잡한 사고 과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ESL 준비과정 (6~11학년)
중학교(6~8학년)

고등학교(9~12학년)

대입 준비과정(최근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여름 프로그램
3주 캠프
4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7주 ESL 프로그램
7주 학점 취득 프로그램
이중 고등학교 졸업장(10~12학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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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 A는 풀포드 아카데미 학업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미학, 건축 및 예술에서 두 개
이상의 과목간 연계 학습을 포함하는 통합된 학습법입니다.
STEM+A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협력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점을 갖게 하고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회의실, 과학 실험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학습 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생활

풀포드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은 지역 및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생 갈 우정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럽 및 주간 활동을 포함한 능동형
주거 생활 프로그램
주말 여행
리더십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스포츠 클럽과 경쟁 팀

수업

료

All Fees are in Canadian Dollars
* Textbooks, workbooks, initial school supplies, school tie,
and meals.(If applicable) Additional uniform cost applies:
Approximately $200
** Custodian, textbooks, workbooks, medical insurance, initial school supplies, school tie, and transportation on official
travel dates, meals, and accommodation. (If applicable)
*** Insurance, custodian, transportation on official travel
days, meals, accommodation, FA T-shirt, school supplies.

Tuition Fees 2022-2023
Application Fee

One Time

Tuition Fee*

2 Semesters

$200

Grade 7 & 8

$25,385

Grade 9 & 10

$27,385

Grade 11& 12

$29,385
Boarding**

Fees

2 Semesters

$28,500

Online Program
Tuition Fee (All Inclusive)

Per Course

$2,000

Summer Programs***
Package Fee

7 Weeks

$11,540

4 Weeks

$6,750

3 Weeks

$4,200

위

치

Canada

Ontario
Vancouver

Ontario
Montréal
Ottawa
BROCKVILLE
Kingston
Toronto

New York
City

Ontario
Montréal
Ottawa
BROCKVILLE
Kingston
Toronto

New York
City

www.fulfordacademy.com
1-613-341-9330 / admissions@fulfordacademy.com
280 King St. East Brockville, ON K6V 1E2 CANADA

Contact Russel Boris at
Russel@asiapacificedu.com

